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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부하 수요자원 관리에 ESS 활용 시 경제성 분석

Economic Evaluation of ESS Applying to Demand Response Management 

in Urban Railwa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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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aims of the demand response market are stabilization of the power supply and improving of the reliability of 

the power system. The various applications of the energy storage system (ESS) in the railway systems are studied and 

implemented to raise the energy efficiency.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how to determine the obligation reduction capacity 

(ORC) in participation to the demand response market because it has an influence on the profit extremely. In this paper, 

when participating to the demand response market with demands in the urban railway, we calculated the available ORC and 

economically evaluated ESS based on the real loa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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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에너지 자원 및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와 수급 안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

력시장의 자율화가 추진되면서 해외에서는 수요측이 중요한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요반응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는 추

세이다. 수요반응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동하계 예비율 확보 등 

단기수급 대응 및 발전소 건설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전력수급 안

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기술이 활성화되면서 

스마트그리드 사업자가 관련 기술이나 제품을 적용할 수 있는 분

야이다. 

수요반응(Demand Response, DR)은 전력시장에서 공급자의 

공급이 아닌 수요자의 소비패턴을 변화시켜 전력수요를 조절함으

로써 첨두부하를 억제하고 공급예비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전력수급을 안정화시키고, 전력공급의 신뢰도

를 증가시킬 수 있다. 

한국전력거래소(KPX)가 운영하는 수요자원시장은 등록된 고객

들이 시장개설 통보 시 감축가격과 감축가능량을 인터넷을 통해 

직접 입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결정되는 시장가격과 감축량에 따

라 지원금이 지급되는 전력수요관리제도이다[1]. 수요자원시장은 

의무감축이행(신뢰도 DR)과 입찰(경제성 DR)로 이루어지는데, 의

무감축이행은 수요자원 사업자와 거래소가 의무감축용량을 사전

에 계약하고, 전력거래소가 계약용량에 대해 감축지시를 발령하면 

의무적으로 부하를 감축하는 것을 말한다. 입찰은 전력거래소의 

감축지시 이행의무가 없고, 하루 전 시장에서 발전자원과 경쟁적

으로 가격입찰을 하여 발전보다 저렴한 경우에 낙찰되게 된다. 

그림 1 수요자원시장의 개요 

Fig. 1 Overview of demand response market 

도시철도시스템 분야에서도 효율적인 전력에너지의 사용을 위

해 신재생에너지원 및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의 적용이나 스마트그리드 기술 및 에너지관리시스템

(Energy Management System, EMS)의 적용에 대한 연구 및 실

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2-4]. 또한 첨두부하를 낮춰서 전력요금

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ESS를 설치했을 때 최적용량[5]이나 

그 경제성[6]을 분석하였다. 이밖에도 철도 분야에서 회생에너지 

저장 등 ESS의 활용을 통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7-8]

이 논문에서는 도시철도 부하를 가지고 수요자원에 시장에 참

여할 때, ESS의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도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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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하 특성을 분석하여 의무감축용량(Obligation Reduction 

Capacity, ORC)을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지 알아 보았다. ORC 

산정은 수요자원 시장 참여 시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요

소이다. 그리고 ORC를 산정할 때 ESS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ESS를 

모델링한 다음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실제 부하데이터를 활용하여 

모의 운영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2. 수요자원시장 참여 도시철도 부하 분석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도시철도부하가 참여고

객으로서 수요자원 시장에 참여한다고 가정하였다. 실제 참여고

객들은 사업자와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맺지만, 이 논문에서는 

사업자가 시장에서 받는 규칙을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가정하였다.  

2.1 기준부하 산정  

참여고객의 수요자원 거래시장 신뢰도 DR에서의 수익모델은 

ORC에 비례하여 정산 받는 ‘기본정산금’과 급전지시에 따라 계산

되는 ‘급전지시이행 정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ORC는 ‘수요반

응자원을 보유한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거래소의 실시간 급전지

시에 따라 전력부하를 감축할 수 있는 최대용량(단위는 MW)’으

로 정의되며, 기본정산금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값으로서 참여고

객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급전지시 시 최댓값이 

된다. 

수요자원시장에서 급전지시 감축량은 고객기준부하(Customer 

Baseline Load, CBL) 대비 ORC까지이다. 일반적으로 CBL을 산

정하는 방식은 급전발령일 이전 최근일의 평균 전기소비량을 이

용하여 결정하되, 이 때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비정상근무일

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표 1에 정리하였다. 

구분 항 목

기본

Max(4/5) 최근 5일 중 최대 4일간의 평균 전기소비량

Mid(6/10)
최근 10일 중 최대 2일, 최소 2일을 제외한 

6일의 평균 전기소비량

옵션

비정상

근무일

창립기념일 등 평상시와 매우 다른 날을 제

외하여 CBL 정확성 제고

전기소비형

태 반영

감축시행일의 감축시작 전 전기소비패턴과 

유사일과의 차이를 CBL에 반영 

표    1 CBL 산정 방법 및 옵션

Table 1 Caculation of CBL and options 

위의 CBL 산정 방법 중 Max(4/5)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수요자원시장이 도입되기 전에 진행되었던 지능형 DR사

업에서 적용했던 방법이기 때문이며, 사이트별로 조건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다. 그림 2는 서울도시철도의 2015년 1월 12일-16일 

(월-금)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한 CBL을 도시고, 이 중 오전 9

시에서 오후 20시까지의 부분을 발췌하여 나타내었다. 이 때 계

산한 CBL은 월-금요일 데이터 중, 각 시간대 별 수요 최솟값을 

제외한 4일의 평균값으로 계산하였다.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시철도부하의 일별 수요 수준의 

차이가 최소 4.4MW에서 최대 28.99MW까지 다양함을 알 수 있

다. 이는 계산된 CBL과 실제 수요의 편차가 매우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실제수요와 CBL의 최대편차는, 실제수요가 

CBL보다 큰 경우 18.50MW, CBL보다 실제수요가 작은 경우는 

13.31MW로 계산되었다. 봄/가을과 여름의 경우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이때의 실제수요와 CBL간의 차이는 아래 표 2에 정

리하였다.

(a) 일간 데이터 

(b) 산정에 대한 하루 중의 상세 데이터

그림 2 고객기준부하(CBL) 산정 예

Fig. 2 Determination of CBL 

실제 수요와 CBL 간 편차 [kW]

(실제 수요 – CBL)

실제 수요 < CBL 실제 수요 > CBL

2015년 1월 -13,310.7 18,504.1

2015년 4월 -19,544.6 14,661.6

2015년 7월 -40,930.8 25,339.7

표    2 실제부하와 CBL 간의 최대 편차 

Table 2 Maximum deviations of real load from C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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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최적 의무감축용량 산정  

수요자원시장 참여 시 ORC를 산정하기 위하여, 먼저 [9]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차단가능용량을 계절별로 계산하였다. 이를 위

해 오전 9시에서 12시, 오후 13시에서 20시 사이 차단가능용량 

중에서 최솟값을 ORC로 산정할 수 있는 최댓값으로 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시간대별로 최대 차단가능용량의 확률밀도와 그 누

적분포를 구하였다. 정리하면 각 계절별로 시간대별 차단 가능량

을 구한 다음, 확률밀도, 누적분포를 구하였다. 그 과정을 15년도 

겨울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5는 각각 시간대별 부하차단가능량 분포, 확률밀도, 누

적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2015년 1월 전체 평일을 대상으로 하

였으며, 실제 급전지시가 가능한 오전 9시에서 오후 20시 사이의 

15분 간격 데이터이다. 데이터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월의 차

단 가능량은 시간대에 따라 1,928 kW에서 11,347 kW 사이의 분

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급전지시 가능 시간대 부하차단가능량 (2015년 1월) 

Fig. 3 interruptible load profile in days (in January 2015)

그림 4 급전지시 가능 시간대 부하차단가능량 확률 밀도 (2015

년 1월) 

Fig. 4 Probability density of the interruptible load (in 

January 2015)

이와 같이 계절별로 집계한 값을 기준으로 최적 ORC 값을 산

정하였다. 수요자원시장에서 신뢰도 DR의 가장 큰 수익은 기본

정산금으로 얻을 수 있으므로, 최대로 산정할 수 있는 ORC 값이 

최적값이다. 따라서 급전시시 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유를 

둬서, 차단 가능한 부하량의 최솟값에서 10 kW 단위에서 내림을 

한 다음 거기에서 100 kW를 뺀 값을 최적 ORC 값으로 산정하

였다. 그 결과를 표 3에 정리하였다. 계절별 최적 ORC 중 최소

값인 가을의 값이 계약 시 ORC 값이 된다. 

그림 5 급전지시 가능 시간대 부하차단가능량 누적분포 (2015년 

1월) 

Fig. 5 Cumulative distribution of the interruptible load (in 

January 2015)

표    3 실제부하와 CBL 간의 최대 편차 

Table 3 Maximum deviations of real load from CBL 

겨울 봄 여름 가을

최소 부하차단

가능량 (kW)
1928.8 1312.8 1574.9 1269.9

최적 ORC (kW) 1800 1200 1400 1100

3. 수요자원시장 참여 ESS 활용 

3.1 ESS 모델링 

본 논문에 적용된 ESS는 1 MW/1 MWh 용량의 리튬이온 배

터리로 변전소에 설치되어 운영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때의 충방

전 효율 η는 90 %, ESS 효율을 위한 SoC 운영범위는 10 ~ 90 

%로 일괄 적용하였다. 그리고 충전 및 방전속도는 모두 1c로 적

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철도부하가 ESS를 활용하여 수요자원 거래

시장에서 더욱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중 하나의 방안으로 ESS를 활용하여 월별 최적 ORC를 추가

로 확보하여 기본정산금을 추가로 정산 받는 방법을 제안한다. 

지난 장에서 급전지시 시 100 %의 이행을 위해 차단가능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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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가장 낮은 용량을 최적 ORC로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

데, ESS가 최소 부하차단가능량 보유 시간에 방전하여 최소 부하

차단가능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기본정산금을 더욱 확보하는 방법

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갖기 위해서는 ESS의 운영은 하루 중 부하

차단가능량의 최솟값을 최대화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부하차단

가능량의 최솟값으로 결정될 수 있는 부하는 급전지시가 발령될 

수 있는 시간대(오전 09시에서 오후 20시까지)로 제한하였다. 이 

때 ESS의 운영 모델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max


  



≠
min 


 (1) 

where 

N : 시뮬레이션 기간 [일]


min : n 일, ESS 운영 후 차단 가능한 부하량 중 최솟값 

[kW]

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등가 표현이 가능하다.

min 


  




  



 ≠   





 (2) 

where 

T : 하루 중 시간 간격 

 : n 일 t 번째 시점, ESS 운영 후 부하차단가능량 

[kW]


min : n 일, ESS 운영 전 부하차단가능량의 평균 [kW]

이 때 ESS 운영 전/후의 부하차단가능량, ESS의 충․방전량

과의 관계식 및 ESS의 충전상태(이하 SoC, State of Charge)의 

점화식은 아래 수식 (3), (4)와 같다.

        (3)

      ⋅ 

 ×   (4)

where 

 : n 일 t 시점, ESS 운영 전 부하차단가능량 [kW] 

 : n 일 t 번 시점 ESS 충방전량  [kW]

  : t 시점의 ESS 충전 상태 [%]

 : ESS의 충방전 효율 [%]

  : ESS의 용량 [kWh]

수식 (3)에서 가 양수이면 충전을, 음수이면 방전을 의

미한다. 이 때 제약조건은 수식 (5) ~ (7)과 같다. 

 min≤   ≤  max (5)

 min≤   ≤  max (6) 

  ⋅  

 max  min (7) 

where 

 : n 일 t 시점, ESS 운영 전 부하차단가능량 [kW] 

 min   max : ESS의 충방전 최소, 최대 제약 [kW]

 min   max : ESS의 SoC 최소, 최대 제약 [%]

  : ESS의 초기 충전 상태 [%]

n : 모의 일 (n = 1, 2, 3, ..., N)

수식 (5)는 t 시점에서 ESS가 최대로 충전 혹은 방전할 수 있

는 양의 최소, 최댓값을 보여주는 제약 조건이다. 이 양은 ESS의 

충방전 속도와 연관이 있으며, 음의 값을 갖는  min의 크기

는 t 시점에서의 방전 최대량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ESS의 PCS

용량이 100 kW이고 충전, 방전속도가 각각 1 c, 2 c라고 한다면 

시간당 최대 충전가능량( max )은 100 kW, 시간당 최대 방전

가능량( min )은 -200 kW가 된다. 수식 (6)은 어느 시점 t에

서의 SoC가 ESS의 배터리운영용량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는 제

약조건이다. 마지막으로 수식 (7)은 하루 단위로 운영되는 ESS의 

경계조건으로 0 시와 24 시의 SoC는 배터리운영용량 범위의 50 

%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약조건이다

3.2 모의 운영 결과 

2015년 1월 데이터를 활용하여 1 MW/1 MWh 용량의 ESS가 

최소 부하차단가능량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지 모의 운영을 

통해 확인하였다. ESS 운영 전 최소 부하차단가능량은 2015년 1

월 21일 수요일 19:45 시점의 1928.9 kW였고, PCS 용량이 1 

MW인 ESS를 활용, 동일 시점의 부하차단가능량이 2,928.9kW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 이때의 ESS의 시간별 출

력과 SoC 변화는 그림 7과 같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계절별 추가로 확보 가능한 ORC를 계

산하면 표 4와 같다. 

겨울 봄 여름 가을

추가확보 ORC 

(kW)
999.4 1000.0 665.6 874.2

표    4 1 MW/1 MWh ESS를 이용한 계절별 추가확보 ORC  

Table 4 Additional ORC with 1 MW/1 MWh ESS 

ESS는 급전지시 시 충전된 전기를 방전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

의 차단가능부하량 확보가 가능하고, 이를 이용하여 신뢰도 DR 

참여자는 새로운 최소 부하차단가능량 만큼을 ORC로 선정하여 

높아진 기본정산금을 받을 수 있다.

1MW/1MWh 용량의 ESS를 이용하였지만, 즉 충방전 순시전

력이 1MW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확보되는 ORC는 항상 1MW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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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정산금 (BP) 

(원/kW)

추가 확보 ORC 

(kW)

추가 정산금

(원)

1월 7052.32 999.35 7,047,703 

2월 5215.02 999.35 5,211,606 

3월 4688.27 1000.00 4,688,270 

4월 1228.78 1000.00 1,228,780 

5월 846.91 1000.00 846,910 

6월 3636.10 665.60 2,420,191 

7월 5688.01 665.60 3,785,944 

8월 4530.66 665.60 3,015,611 

9월 2688.85 874.22 2,350,658 

10월 1229.20 874.22 1,074,596 

11월 3702.46 874.22 3,236,780 

12월 7020.96 999.35 7,016,364 

합계 41,923,413 

표    5 ESS를 활용하여 추가 확보한 기본정산금  

Table 5 Additional basic adjustment with ESS

ESS

설치비

(백만원)

ESS 

총 비용

(백만원)

ESS 연간 비용 (백만원/년)

수명 (년)

5 6 7 8 9 10 11 12 13

50.0 62.5 10.4 8.9 7.8 6.9 6.3 5.7 5.2 4.8 4.5 

100.0 125.0 20.8 17.9 15.6 13.9 12.5 11.4 10.4 9.6 8.9 

150.0 187.5 31.3 26.8 23.4 20.8 18.8 17.0 15.6 14.4 13.4 

200.0 250.0 41.7 35.7 31.3 27.8 25.0 22.7 20.8 19.2 17.9 

250.0 312.5 52.1 44.6 39.1 34.7 31.3 28.4 26.0 24.0 22.3 

300.0 375.0 62.5 53.6 46.9 41.7 37.5 34.1 31.3 28.8 26.8 

350.0 437.5 72.9 62.5 54.7 48.6 43.8 39.8 36.5 33.7 31.3 

400.0 500.0 83.3 71.4 62.5 55.6 50.0 45.5 41.7 38.5 35.7 

450.0 562.5 93.8 80.4 70.3 62.5 56.3 51.1 46.9 43.3 40.2 

500.0 625.0 104.2 89.3 78.1 69.4 62.5 56.8 52.1 48.1 44.6 

550.0 687.5 114.6 98.2 85.9 76.4 68.8 62.5 57.3 52.9 49.1 

600.0 750.0 125.0 107.1 93.8 83.3 75.0 68.2 62.5 57.7 53.6 

650.0 812.5 135.4 116.1 101.6 90.3 81.3 73.9 67.7 62.5 58.0 

700.0 875.0 145.8 125.0 109.4 97.2 87.5 79.5 72.9 67.3 62.5 

750.0 937.5 156.3 133.9 117.2 104.2 93.8 85.2 78.1 72.1 67.0 

800.0 1000.0 166.7 142.9 125.0 111.1 100.0 90.9 83.3 76.9 71.4 

850.0 1062.5 177.1 151.8 132.8 118.1 106.3 96.6 88.5 81.7 75.9 

900.0 1125.0 187.5 160.7 140.6 125.0 112.5 102.3 93.8 86.5 80.4 

950.0 1187.5 197.9 169.6 148.4 131.9 118.8 108.0 99.0 91.3 84.8 

1000.0 1250.0 208.3 178.6 156.3 138.9 125.0 113.6 104.2 96.2 89.3 

표    6 ESS의 설치비용과 수명에 따른 ESS의 연간비용 

Table 6 Annual costs of ESS in accordance with the install 

cost and the life time  

되지 않음을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배

터리용량의 제약으로 인한 결과로 더 큰 배터리용량의 ESS를 설

치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지만 이는 ESS 설치비용을 증가시키므

로 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6 ESS를 활용한 부하차단가능량 변화 (2015년 1월 21일) 

Fig. 6 Interruptible load with ESS (21th January, 2015) 

그림 7 ESS 출력 및 SoC 변화 (2015년 1월 21일 수요일) 

Fig. 7 Discharge amount and SoC of ESS (21th January, 

2015) 

3.3 경제성 분석 

ESS를 ORC 확보에 활용하였을 경우의 계절별 추가 확보 가

능한 ORC의 양을 앞서 확인하였고, 이 때 매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기본정산금과 그에 따른 연간 추가 기본정산금은 아래 표 

5와 같이 정리하였다. 즉 1 MW/1 MWh 용량의 ESS를 통해 1

년간 추가적으로 확보가 가능한 금액은 약 4천2백만 원 정도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ESS의 활용이 경제적으로 이득을 가져오기 위해서

는 ESS를 설치함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보다 수익이 더 많아야한

다. ESS 운영을 위한 비용의 산정은 총 설치비용에 운영비(설치

비용의 25%)로 가정하였고, 연간 수익과의 비교를 위해 총 비용

에 수명으로 나눠 단순 연가화한 연간 비용을 계산하였다. ESS의 

수명은 ESS의 운영전략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연간 비

용 역시 수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ORC의 추가확보를 위한 

ESS의 활용 시에도 급전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충방전이 이뤄지

지 않으므로, ESS의 수명은 급전지시 상황에 따라 달라짐을 염두

해 두어야 한다. ESS의 설치비용과 수명에 따른 ESS의 연간비용

은 표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고, 색을 칠하여 분류한 영역에서 

운영하면 ESS의 사용해서 ORC를 추가하여 경제성을 확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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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나머지 영역에서의 운영은 오히려 비용이 수익보다 커서 

손해를 보게 된다. 

ESS의 경제성 분석의 예시로, ESS의 설치비가 3억원이고, 수

명이 10년이라고 한다면 표 7과 같이 연간 비용은 3천7백만원으

로, ESS를 ORC 추가확보로 사용한 경우 연간 약 6백만원의 추

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ESS 수명이 10년일 경우

금액 (원)
연가화된 금액

(원/년)

ESS 설치비 300,000,000 30,000,000

ESS 운영비 75,000,000 7,500,000

합계 37,500,000

표    7 ESS의 연간 비용 예

Table 7 Example of the annual cost of ESS 

4. 결  론

지금까지 실제부하 데이터를 이용하여, 도시철도부하가 수요자

원시장에 참여할 때 가능한 ORC의 양을 산정한 다음, ESS를 활

용했을 때 ORC의 변화와 그에 따라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알아보았다. 

ESS를 이용하면 ORC를 추가 확보하여 추가 확보된 용량만큼

의 기본정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ESS의 운용은 

급전지시 시 급전지시량이 기존 부하차단가능량보다 클 경우에만 

이뤄지며, 그 외의 경우에는 ESS는 활용되지 않는다. 

연구결과 ESS를 ORC 추가 확보를 위한 용도로만 활용하면 

그 수익이 투자를 유인하기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

간 운용 횟수 및 시간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기요금 최소화 

등과 같은 다른 목적을 위한 ESS의 활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ESS의 높은 비용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ESS의 활용에 

큰 걸림돌이 되며, 현재 비용을 낮추거나 혹은 ESS를 활용한 수

익의 수준을 높이는 등 다양한 연구 및 노력이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10]에서 ESS를 이용하여 부하 차단 없이 전기요금의 약 

5% 수준의 절약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SS의 수익을 높이는 

방안으로 두 가지 이상의 목적으로 ESS를 활용하는 방안과 그 

경제성의 분석이 필요하다. 두 가지 이상의 목적으로 ESS를 이용

할 경우, 동 시간대의 ESS의 운영전략이 두 가지 이상의 목적에 

의해 상충할 경우 어떤 전략을 취해야하는지에 대한 최적 전략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ESS의 운영 목표가 경제성 확보가 아닌 

신뢰도를 위한 운영이거나, 미이행 시 페널티가 부가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더욱 정밀한 최적운영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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